
금호마린테크(주)는 세계 최고의 선박용 항해 · 통신 전문 브랜드인 NAVICO 그룹의 심라드 · 로랜스 제품을 주력으로
국내 실정에 맞도록 현지화 리뉴얼작업을 수행하여,
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장착한 선박 항해 · 통신장비를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소개 및 공급하여 왔습니다.

창사 이래 약 20여년간 당사는 국 · 내외 각 관공서의 중소형 보트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선박 항해 · 통신 분야 최고의
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두루 갖춘
국내 제 1의 업체로서 고객 위주의 새로운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국내 유수의 중 · 소형 조선소와 협업하여 해경, 해군,

소방 및 기타 관공서의 중 · 소형선박 및 특수 선박에 그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
있습니다.



중소형선용 SSPA 레이더

-개방형 : HALO-6 (6피트 72마일), HALO-4 (4피트 64마일), HALO-3 (3피트 48마일)
-돔 형 : HALO24 (24인치 48마일) , HALO20+ (20인치 36마일), HALO20 (20인치 24마일)

-Halo™ 레이더는 전통적인 펄스 및 당사에서 그 동안 공급해왔던 FMCW 브로드밴드 레이더 시스템의 가장
좋은 특성만을 결합한 레이더

-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높은 물표 해상도 제공

-최소한의 잡음만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여 물표를 더욱 깨끗하고 편하게 탐색

-솔리드 스테이트 증폭 기술 (SSPA)로 마그네트론을 사용하지 않아 예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그네트론
교체와 같은 소모성 유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.

-25W 이하의 저 출력을 사용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생성을 최소화

-VelocityTrack™ 도플러 기능으로 물표 수에 관계없이 이동 물표 추적을 가능하게 함.

-개방형 48RPM, 돔형 60RPM의 고속 회전으로 실시간 물표 탐색이 가능함. 

-SIMRAD, LOWRANCE의 고해상도 MFD (Multi Function Display) 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직관적 조작

-MARPA 기능 탑재

-블루투스 및 WIfI 내장으로 호환되는 iOS 및 Android 모바일 장치와 무선 연결하여 화면의 내용을 무선 모니터링.

<HALO 레이더 구현화면>



위성 DGPS 플로터 어탐 (이미지 소나)

-SIMRAD : NSS16 EVO3 (16인치), NSS12 EVO3 (12인치), NSS9 EVO3 (9인치)   
-LOWRANCE : HDS16 LIVE (16인치), HDS16 LIVE (12인치), HDS9 LIVE (9인치)

-매우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는 고해상도, 고휘도, SolarMax IPS 디스플레이

-사용하기 쉬운 풀 터치 스크린 UI와 모든 해상 조건에서 간단하고 정확한 제어를 위한 키패드

-듀얼 채널 CHIRP 에코사운더, 전방 스캔 소나, 사이드 스캔 소나, 다운 스캔 소나 및 StructureScan 3D 이미지 소나 등
다양한 에코사운드 옵션으로 수중 탐색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중 물표에 대한 정밀 탐색을 가능하게 함.

-블루투스 및 WIfI 내장으로 호환되는 스마트폰 및 테블릿 모바일 장치와 무선 연결 하여 모니터링 및 액세스.

-고감도 10Hz GPS 안테나 내장

-듀얼 Micro SD 카드 슬롯

-전자헤딩센서가 내장된 sDGPS 안테나를 채택하면 자선 위치 정확도 및 헤딩 라인 안정화를 향상시켜 안전 항해에
도움 제공

<이미지 소나 구현 화면 (측방, 전방, 하방, 3D 이미지 소나)>


